
이제 일본 화는 공개적으로 토론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새롭게

이야기 되어져야 하는 것은 일본 화의 고전주의와 그 기원이며

물리쳐야 할 것은 유행으로서의 일시적인 흥분과 그 안에서의 소

비의 확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미조구치 겐지와 오즈 야스지로로 시작하여

2001년의 미래의 일본 화에 관한 키노의 세번째 특집은 거슬러 올라가서 원칙

을 토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일본 화의 미학과 역사에 관

한 담론의 생산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험하지만 이제는 정면돌파

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낯선(또는 너무나 익숙한?) 토의 화와의 논쟁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실 생각이십니까? 

왜 우리는일본 화를
(다시) 읽어야하는가?
아시아, 탈식민지, 그안의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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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부분 일본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우에 의해

더빙된일본‘만화 화’를매일저녁텔레비전앞에서기다렸으며, 드라

마들과쇼프로그램들은내내표절시비에시달리면서계속해서일본텔

레비전을베껴온것입니다. 말하자면해방이후우리들은일본의시각

적인문화에지속적으로노출되었고더슬프게도번번이표절논쟁에휘

말려 들어 원본과 사본의 방식으로 사건의 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말

하자면우리들의 부분은적극적으로받아들인것이아니라무심코이

모든것을고스란히떠안는형식으로반복해서훈련되어온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본 화가 해방 이후

53년2개월10일만에(몇가지제한적인유보조항을달고) 개방되었습

니다. 이것은 놀랍고 반갑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도박처럼 보입니

다. 적어로우리들의생각으로는너무늦었다는것입니다. 언제나마지

막에 던지는 패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거나 아니면 아무 것

도더이상남아있지않기때문에던지는자승자박이기도합니다. 그렇

다면더미루어져야했을것인가? 그건더위험한생각입니다. 이미우

리들 곁에 일본 화는 지상으로 올라와 공

식문화 담론의 일부가 된지 오래입니다. 저

패니메이션의 열렬한 오타쿠들의 자생적 출현,

시네마데끄와 학동아리의상 회를메우는일

본 화의 고정 팬들, 화제에서 언제나 가장 먼

저 예매가 매진되는 일본 화들, 그리고 매일 밤

마다인공위성으로방송되는일본텔레비전프로

그램들에도불구하고일본 화를보는것은공식

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불법을 강요하는 것

에다름아닙니다.        

이제우리들은일본 화에관한더이상의금기와그것을어긴것에 한

쾌락으로 이어지는 단순 과격한 방식의 소비를 정말로 당장 멈추어야 합니

다. 그 신공개적으로서로함께일본 화에 한전면적인토론을시작해

야합니다. 그럼으로써비판을생산하고, 그안에서우리들의무의식마저식

민지로만들었던역사를다시검토하고, 그리고그속에서위기를창조하고

그것을넘어설수있는의지의구도를설정해

야 합니다. 여전히 일본 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에 한 기쁨에 불과하다면 그것

이야말로 식민지 문화의 확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의 전략이 고작해야 여러분

들의 불법을 부추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완전히길을잘못들어선것입니다.

우리들은이작은특집이바로그러한토론의

테이블에기여하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키노는 일본 화에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만일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90년 일본 화를 특짐

으로 다룬 키노 N
○
8 95년 12월호와

2001년의 일본의 시네아스트들에 관

한특집을다룬N
○

35 97년12월호를

참고하십시요. 말하자면 일본 화에

관한전면적인특집을다루는것은이

것이세번째입니다). 그것은단순히미지의 화들에 한호기심

이아니라여전히우리들은아시아에서 화를만들고있고, 아시

아의개념적지리안에서일본 화는그자체로중심의역사를만

들어내고 그 안에서 이론의 유형들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말하

자면우리가일본 화로부터 향의관계안에있기때문만이아

니라그어떤아시아의 화도일본 화로부터자유롭지않기때문에일본

화에관한담론들의미학적검토와역사적틀의검토가더할나위없이시급

하다고생각하는것입니다. 이를테면후샤오시엔의 화들은오즈야스지로

와미조구치겐지의 화들로

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지점

에놓여있습니다. 다만그속

에서 만이라는새로운 장소

의 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

지만 이미지들 사이로 출현

하는 간섭의 과정은 그 표현

의 내부에 복잡한 참조의 놀

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는

첸 카이거와 장 이모우의

화들 사이로등장하는 구로사

와 아키라의 참조틀은 그 역

사와는무관하게자기를펼치

는 순간 그 표현이 나타내야

하는그이상이라는형태로자

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

다. 왕가위의 화는 오즈와

스즈키 세이준의 미묘한 타협

의결과입니다. 그러니까일본

화는 아시아 화들의 아버

지입니다. 어린 외디푸스들이

단합하여 아버지를 살해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로죽인다고해서그자체가사라지거나부재하는것은아닙니다. 

더나아가그안에서이세기의절반의시간동안식민지경험이있는우리

들에게일본 화는우리들의역사의토 입니다. 우리들은일본의식민지강

점하에서 화를 강제적으로 받아들 고(말하자면 화라는 기계장치를 받

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경험은 전적으로 메

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의 근 화 프로젝트 안

에서입니다), 더위험하게도해방이후일본

화제도를고스란히떠안고그것을지속적으로

재생산해온것입니다. 게다가일본 화와의관

계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들의 근 화에

관한가상적인체험과유행의전염은텔레비전

을 통하여 가속도를 더하여 갔습니다. 텔레비

전을통하여유포되는이미지들의질서와조합

은(법적으로는금지되어있으면서도현실적으


